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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일 시: 10:30~11:30 

  ［수요일］4/10, 4/17 

                 ※4/3, 4/24 휴강   

 ［금요일］4/12, 4/19 

              ※4/5, 4/26 휴강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9층  

◇문  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현내 재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초급강좌를 개최합니다. 

꼭 참가해주세요.  
 

◇대  상: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우시는 분,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  

◇수강료: 무료 

◇교재비: 2,160엔 (세금 불포함) 

◇일   시: 4월9일(화)~7월18일(목)  

              10:10~12:00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25회  

         ※4/25(목), 4/30(화), 5/2(목) 은 휴강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9층  

◇신청·문의: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4월27일(토)부터, 국제 플라자와 미야자키현 

국제 교류협회 사무소는 카리노9층에서 지하1

층으로 이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4월24일(수)~26(금)은 이사 작업으로 인해, 4

월28일(일)~5월6일(월･휴일)은 휴일이므로 

국제프라자는 휴관합니다. 

※4월27일(토)는 개관합니다.  

 

2019년도,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아래의 

강좌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시기가 다가오면 자세

한 정보를 홈페이지(http://www.mif.or.jp)또는 플라자뉴

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당 협회 Facebook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와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

니다. 
 

【강 좌】 

-일본어강좌(전기・후기） 

-일본어 연습 

-방재 세미나 

-외국인 지원을 위한 방재강좌 

-외국인 재해 서포트 자원봉사자 양성강좌  

-챗트(영어・중국어・한국어) 

-워킹 홀리데이 설명회 

-일본 전통문화 체험강좌 

-국제이해강좌(영국・이탈리아・캐나다・독일) 

-일본어 학습 지원자 대상 강좌  

-외국인주민지원 강좌 
 

【이벤트・행사】 

-세계와 친구 미야자키 국제페스타 

-아트 페스티벌 「외국인이 본 미야자키」 작품전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강사・자원봉사】 

-일본어 자원봉사 

 (일본어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통역 자원봉사 

 (교류행사의 장에서 통역하는 자원봉사입니다) 

 

-호스트 패밀리 자원봉사 

 (홈스테이를 받아들여줄 가정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통문화 자원봉사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 카운터 자원봉사 

 (전기: 4월~9월, 후기:10월~3월) 

-다문화공생 어드바이저파견제도 

 (국제이해강좌 등을 무료로 강사를 파견합니다) 
 

【상담 】 
-외국인을 위한 법률 생활 상담원  
 (연1회/변호사･행정서사가 생활에 관한 상담에 대응합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 상담  
(상시/영어･중국어･한국어･타갈로그어･포르투갈어로 대응가능

합니다.)  
-그 외, 대답 가능한 범위에서 국제 플라자에서도 상담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상담 가능 언어:일본어, 영어) 
 

【간행물】 

-사우스 윈드(연2회 발행) 

-리빙 인 미야자키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宮崎日日新聞 에 영어로 게재) 

-플라자뉴스(매월발행) 
 

◇문 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http://www.mif.or.jp


     국제교류원  

        박유진 

미소:미야자키의 소소한이야기 

영어와 한국어회화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문의바랍니다. 
 

◇일 시：4월부터 9월 토요일 혹은 목요일     1시간 

       시간은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 소：카리노 미야자키  

◇대 상：원칙으로서 영어 혹은 한국어 레벨이 상급인 분  

    ※원어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신청·문의：(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작년 봄, 설레임과 긴장감을 가득 안고 미야자키에 첫 발을 내딛었던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미야자키에서의 두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4월은 1주년을 맞이해서 미야자키에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한

국에서는 ‘빨리 빨리’ 문화로 항상 바쁘게 지내는 것에 익숙하던 제가, 미야자키에 오고나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여

유를 갖는 ‘미야자키 타임’에 처음에 적응하지 못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누구보다 여유있는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제는 여유있는 삶을 너무 즐기고 있는 탓에 작년에 기대했던 일년 후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직도 많

이 서툴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인 제 자신을 보면서 반성하기도 합니다.여유름과 게으름의 경계선에 

있는 제 자신 돌아보고, 내년 2주년 칼럼에는 제가 얼만큼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

했으면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한층 더 성장한 박유진을 기대해주세요! 

  

이벤트 개최일시 장  소 문의처 

미야자키 신궁 

제례 야부사메  

4/3(수) 

13:30～ 

미야자키 신궁 

미야자키시 

미야자키 신궁  

0985-27-4004  

노베오카 다이시 마쓰리 4/12(금)～4/14(일) 
이마야마 다이시 

노베오카시 

노베오카 다이시  

마쓰리 협찬회 

0982-33-6666  

 

《 1주년 》 

 

◇일 시 : 4/6, 4/20, 5/18, 6/1, 6/15, 6/29, 7/13, 7/27 

             토요일    총 8회   10:30~11:30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정 원 : 15명 

◇수강료: 찬조회원 학생   2,000엔(8회)  

           비회원             4,000엔(8회) 

◇신청방법 :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전화,팩스 또는 메일  

                  로 보내주세요.메일·팩스로  신청할 경우에  

                  는 제목을「영어챗트 초급」로 써주세요.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일 시 : 4/9、4/16、4/23、5/14、5/21、5/28 

         화요일  총 6회   18:30~19:30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정 원 : 15명 

◇수강료: 찬조회원 학생   1,000엔(6회)  

           비회원             3,000엔(6회) 

◇신청방법 :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전화,팩스 또는 메일  

                  로 보내주세요.메일·팩스로  신청할 경우에  

                  는 제목을「 챗트」로 써주세요.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일 시 : 4/18, 5/16 , 5/30, 6/13, 6/27, 7/11 , 8/29, 9/12      

               목요일  총 8회 18:30~19:30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정 원 : 15명 

◇수강료: 찬조회원 학생   2,000엔(8회)  

           비회원             4,000엔(8회) 

◇신청방법 :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전화,팩스 또는 메일  

                  로 보내주세요.메일·팩스로  신청할 경우에  

                  는 제목을「 챗트 중 상급」로 써주세요.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현 내에 재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귀국자 등 일본어를 배우

고자 하시는 분께 당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어 자원봉사

자를 소개합니다. 학습장소, 시간,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

자들끼리 정하시면 됩니다. 
 

◇신청·문의: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Hello! 

찬조회원이 되시면… 

・매달 발행하고 있는 「국제플라자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연 2회 발행하고 있는 광고지 「South Wind」를 보내드립니다. 

・협회가 개최하는 강좌에 우선참가 가능합니다. 

・협회가 개최하는 강좌의 참가비가 할인됩니다. 

・(찬조단체대상)협회홈페이지에서 링크가능합니다. 


